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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SQL이란?

• 기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(RDBMS)와는 다른 형태의 DB

• Not only SQL, non SQL, Non-relational

•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모델 존재

• 대부분의 데이터 구조가 명확하지 않음



RDBMS vs NoSQL

• RDBMS - 데이터들의 구조가 변경이 없고, 

테이블 간의 관계가 명확할 때.

• NoSQL - 정확한 데이터 구조를 알 수 없고, 

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할 때.



https://db-
engines.com
/en/ranking

선정기준:

검색엔진
검색 횟수, 
SNS,
구인 사이트



MongoDB - Document DB

1. 테이블 구조, 칼럼 명, 칼럼 개수 와 같은

데이터 구조가 명확하지않음.

2.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xml이나 json과 같은 문서로 저장



MongoDB - Document DB

다른 테이블을 활용하는
JOIN을 하지 않는다.



MongoDB – 장단점

장점

1. JOIN을 사용하지 않아
빠른 연산 가능

2. 비정형 데이터에 적합

단점

1. 데이터 중복 발생 가능

2. 저장공간 낭비 발생

3. 무결성을 입증하기
어려움



Redis – key-value DB 

• 오직 key-value만을 위한 간단한 DB

• 값에 대한 모든 데이터 타입 허용
(문자, 숫자, 리스트, 배열)

• key로만 검색 가능



Redis – 장단점

장점

1. 단순한 구조로 빠른
조회

2. 쉬운 구현

3.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
입력

단점

1. 값을 기준으로 검색 불가

2. SQL과 같은 질의언어 존재x



ElasticSearch - Search engine DB

• 형태소 분석

• 검색 순위 제공

• 검색에 알맞은 최상의 형태로

데이터를 갖춤(역색인)



ElasticSearch – 장단점

장점

1. 역색인을 통해 빠른
속도로 조회 가능

단점

1. 복잡한 조건 검색 불가

2. 트랜잭션 불가

3. 쓰기 속도가 느림



Cassandra - Column-oriented DB

• 필수 칼럼은 파티션으로서
정의한다.

• 칼럼에 대한 제한이 없다.



Cassandra - Column-oriented DB

• 로우가 아닌 칼럼 단위로
데이터를 저장한다.



Cassandra – 장단점

장점

1. 높은 압축률

2. 빠른 쓰기 속도

단점

1. 이미 생성된 파티션을 수
정 불가

2. 파티션 이외의 칼럼으로
where절 조건처리 어려움



추천 로깅용 DB - Cassandra

•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
빠른 조회

• 빠른 입력

• 정해진 데이터 유형이
없어 서로 다른 메뉴에서
간편하게 사용 가능

• 익숙한 쿼리(CQL)


